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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대사회의 민주화∙정보화∙개방화 추세로 인해 새로운 정보환
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활
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정보기관
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통제의 개념과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정
보통제 메커니즘은 행정부를 비롯하여 입법부∙사법부∙언론∙시
민단체 및 시민 등에 의한 외부 통제가 있고, 정보기관 자체 통제
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대한 요구이
다. 즉,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정보의 차별화와 전문성, 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변화의 요구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
한 투명성과 합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외부통제가 강화될 것이
다. 셋째,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잣대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기관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
들도 정치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고유한 임무수행마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
구 증가로 정보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안보 및 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보기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의 확대와
아울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입법부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부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대통령
직속의 정보통제기구 설치, 독립적 지위의 정보기관 감사단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보기관도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비합법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확고한 공직 및 직업윤리를 갖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제어

정보기관 통제, 국가정보기관, 정보공동체, 정보개혁, 국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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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탈냉전 이후 세계 안보환경은 전통적인 군사안보위협에서 벗어나 테러
∙환경∙마약 등 초국가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국가안보의 성
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정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속성상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은밀성을 유지하
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행정부 및 입법
부의 통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우리 사
회의 정보환경은 정보기관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요구
하고 있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출현 등으로 정보 교류 및 소
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보기관의 활동들이 쉽게 노출되어 신속하게 전파
되고 있으며, 정보기관에 대한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역대 국가정보원장들이 정치개입 등의 문제로 사법
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가정보기관이나 소속된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라도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보환경 하
에서 우리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정보환경
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정보기관이 국가안전보
장과 국익을 위하여 내부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활동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진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
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환경 변화 양상과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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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제방안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정보기관
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라는 정책 및 메커니즘이 결정되기 위한 정보 환경
요인을 살펴본다. 환경요인은 외적환경과 내적환경으로 구분1)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메커니즘을
살펴본다.2) 정보통제 방법에 대해 개괄한 후 선진국의 사례3)와 우리의 사
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보기관 감시 및 통제 메커니즘을 개선하
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단계
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정보환경에 비추어 정보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통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보환경과 정보통제 이론
1. 정보환경의 변화
가. 외적 환경(External Environment)

1) 외적환경은 사회적 정보환경,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대외기관 및 단체의 영향 등을 말하
며, 내적환경은 정보기관 내부의 환경적 영향을 의미한다.
2)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주체는 대통령(행정부)과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또는 시
민 개인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대통령(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로 한정
하였다. 정보기관 자체 내부통제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포함하였다.
3) 사례연구 국가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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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민주화와 세계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안보의 개념도 경
제∙사회∙사이버∙인간안보 등 포괄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환경 변화는 정보기관의 위상과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
첫째, 탈냉전에 따른 정보환경의 변화이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적의 개
념이 명확한 가운데 군사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활동이나 국가기밀보호 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진전
됨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합법성 논란과 함께 감시 및
통제, 개혁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집권체제 변환기에 따른 체제
불안정 상황과 이에 따른 위협은 남북한 간에 신냉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
으나 국민들의 안보의식 약화는 정보기관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사회의 협력체제 확산 등으로
인해 촉진되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안보위협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생존경쟁
은 비록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정보기관의 활동범위 확대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정보화 기술 확산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
터넷의 이용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모든 정보가 인터넷 공간을 통
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따라서 국
가기밀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내부 정보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
으며,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정보활동도 왜곡∙전파될 위험성이 많아졌다.
넷째, 민주화와 자유권의 신장으로 국민들의‘알 권리’
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요구도 2000
년 이후 급속히 증가4)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화 확산 추세와 더불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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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활동의 공개 요구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권이 신장됨에 따라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간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사생활
보호 법규와 맞물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연결됨으로써 정
보기구의 비밀활동에 대한 감시활동도 증가할 것이다.

나. 내적 환경(Internal Environment)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내부의 변화 요구이다. 즉,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 문제, 국민의 신뢰회복 및 중립성 확보 등과 관
련된다.
첫째, 정보화 확산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및 배포체계의 변
화를 가져오면서 정보기관의 영역 및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정보기관이나 일부 정부기관에
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들도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어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 독점체계가 무너지고 있다.5)
둘째, 정보환경의 변화로 정보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구 및 기능 축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6) 결국 정보기관
내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딜레마
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선의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4) 정부에 접수된 정보공개 요구 현황을 보면, 2000년 58,711건, 2003년 186,087건, 2010
년 322,018건, 2011년 335,706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www.open.go.kr, (검색일: 2013.7.3).
5) 국가정보포럼 편,『국가정보학』(서울 : 박영사, 2006), pp.392-393.
6) 민주당 진성준의원은 2013년 2월‘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를 통해 ① 수사권 분
리, ②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 폐지, ③ 정보∙보안 기획조정권한 폐지, ④ 의회통제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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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신뢰회복의 문제이
다. 그동안 각 정보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내부 노력과 제도 변화
를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정권안보의 파수꾼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다. 앞으로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조직 또는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 변
화이다.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들의 직업윤리와 부패방지 등이 강조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직의 내부고발도 증가하고 있다.7) 이는 정보기관의 활
동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합법성과 투명성 간의 적절한 조화 유지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정보기관 통제의 이론적 배경
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개념
정보통제(情報統制, Intelligence control)의 용어는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또는 감독의 개념으로 사용되는‘정보기구에 대한 감시(oversight)’
와 국가기관인 정보기관이 대외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기밀에 대한 보
안(security)’
이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전자(前者)와
관련된 용어 사용 및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로웬탈(Lowenthal)8)과 슐츠키(Shulsky)9)는
7) 국가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부패와 관련된 내부신고 현황은 2002년도 28건, 2005
년도 33건, 2010년도 52건, 2012년도 66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
“부패신고접수처리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www.acrc.go.kr(검색일:
2013.7.3).
8)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5th ed.(California : CQ
Press, 201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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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ight)’
로, 정순태(1971)10)는‘감독’
의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한희원
‘업무통제’
라는 용어와 연결시켜 정의하였다. 홀트(Holt)12)와 최
(2011)11)은
평길(2012)13)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와 책임(control and
accountability)’
으로, 국가정보연구회(2012)14)는‘정보기구에 대한 통
로,
제’
로, 문정인(2002)15)과 민진규(2010)16)는‘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라는 용어
국가정보포럼(2006)17)과 김윤덕, 문경환∙이창무는‘정보통제’
를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보통제 관련 용어 사용 및 정의 비교
용어 구분

주요 학자

정 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로웬탈,
슐츠키,
정순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oversight)의
책임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감시와
관련된 이슈는 일반적으로 예산,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분석의 질, 운영의 통제, 활동의 적절성 등이다.(로웬탈)

정보기구에 대한
업무통제

한희원

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예산집행 및 결산, 정책
적 요구 및 정보수요 충족, 정보분석의 질, 자체 통제, 활
동방향과 목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와 책임

정보통제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별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홀트,
정보수집, 분석, 해석과정, 공작방첩활동, 예산 집행 등에
최평길,
서 투명성, 효율성, 인권침해, 국익손상, 열린 시민사회의
국가정보연구회 민주주의 가치 추구에 결함이 표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행위이다.(최평길)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주체들이 정보기구의 활동이 조직
국가정보포럼, 목표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통제기
김윤덕,
준을 설정한 후 다양한 통제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정보
문경환∙이창무 기구를 평가, 시정 조치해 나가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
다.(국가정보포럼)

9) Abram N. Shulsky &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3rd ed.(Washington, D.C.:
Brassey’
s, Inc, 2002), pp.144-148.
10) 정순태,『국가정보론』
(서울 : 외사문제연구소, 1971), pp.320-331.
11) 한희원,『국가정보학원론』
(서울 : 법률출판사, 2011), p.16.
12) Pat M. Holt, Secret Intelligence and Public Policy: A Dilemma of Democracy
(Washington, D.C.: CQ Press, 1995), p.9.
13) 최평길,『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1), p.543.
14) 국가정보연구회,『분단국의 국가정보』
(서울: 박문각, 2012), pp.490-491.
15) 문정인 편저,『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2002), pp.286-290.
16) 민진규,『국가정보학』
(서울: 배움, 2010), pp.424-427.
17) 국가정보포럼(2006),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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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감시와 책임, 업무통제, 통제와 책임, 민주적 통제, 정보통
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이 합
법성을 유지한 가운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감독하고 규
제한다’
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제(intelligence control)의 용어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情報,Intelligence)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학자들의 견해
를 살펴보면,‘지식, 정보활동, 정보조직’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전
18)
에 초점을 맞췄
적 정의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지식’

으며, 네이트사전은
‘Intelligence’
에 대해‘지식’
과‘정보기관’
이라는 개
‘지식’
으로
념19)으로 정의하였다. 학자들의 경우 김윤덕20), 문정인21) 등이
정의하였으며, 국가정보포럼22), 한희원23), 이길규24), 켄트(Kent)25), 슐츠키
의입
(Shulsky)26), 로웬탈(Lowenthal)27) 등은‘지식, 정보활동, 정보조직’
장28)에서 개념을 설명하였다. 한편, 로웬탈은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및 책
18) ①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
식. 또는 그 자료, ② (군사) 일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얻은, 적의 실정
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자료, ③(컴퓨터)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상태의 총량. 정보 원천에서 발생하며 구체적 양.
19) ① 지능, ② 지성, ③ 정보, ④ 정보기관, ⑤ 지적 존재(alldic.nate.com, 검색일 : 2013.
3.30).
20) 김윤덕(2001), pp.15-18.
21) 문정인(2002), pp.24-28.
22) 국가정보포럼(2016), pp.3-13.
23) 한희원(2011), pp.10-18.
24) 이길규,“정보의 개념에 관한 소고,”
『국가정보연구』
, 제1권 2호(2008), pp.27-28.
25)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tity Press, 1966), pp.xxi-xxv.
26) Abram N. Shulsky & Gary J. Schmitt(2002), p.1.
27) Lowenthal(2006), p.9.
28) 켄트는 지식(knowledge), 조직(organization), 활동(activity)으로, 슐츠키는 지식
(information), 활동(activities), 조직(organizations)으로, 로웬탈은 생산물(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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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관련하여“정보기관(Intelligence)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
29)
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에 대한
부 지도자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사전적 정의나 학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영어로‘Intelligence’
를사
용할 경우‘정보기관’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메커니즘과 연결시킬 경우‘정보’
라는 용어만 사용하면‘정보기관’
이라는 의미가 약해지므로‘정보기관’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통제(統制, control)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①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② 권력으로 언론ㆍ경제
30)
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기관을 감시 및
활동 따위에 제한을 가하는 일”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前者)에 해당되나 통제라는 용어가 양면
성을 갖고 있어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정보통제’
로 축약하여 사용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한희원(2012)은‘통제’
의 개념에 대해
정보통제의 의미와 연결시켜“업무에 대해 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적하여 업무의 일탈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업무의 순
수성을 도모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법적이고
31)
로 정의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념인 감시(監視,
사실적인 제반 행위”
32)
으로 정의
oversight)는 사전적으로“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

하였는데,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과 연관시킨다면 의미가 약하므
로‘통제’
가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제(Inetelligence control)는

과정(process), 조직(organization)으로 구분하였다.(Kent, 1966; Shulsky, 2002;
Lowenthal, 2006).
29) Lowenthal(2012), p.217.
30) 국립국어원,“통제,”
『표준국어대사전』
,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검
색일: 2012.7.20).
31) 한희원(2011), p.696.
32) 국립국어원,“감시,”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검색일: 20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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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글만 사용할 경우‘정보기관 통제’
라는 용
어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정보기관 통제의 메커니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정보기관과 정보활동이 잘못 되고 있기 때
문이 아니라 대외 비노출 상태에서 대부분 비밀리 진행되고 있는 정보기
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존재 목적과 달리 일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보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가를 점검33)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방법에는 정보의 핵심 소비자인 국가수반의 감
시와 통제, 입법권과 예산을 통한 입법부의 통제, 특정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승인 및 소송 관련 사법부의 통제, 여론을 기반으로 한 언론과 시민단
체의 감시와 견제 등이 있다.
첫째, 행정부에 의한 통제 방법이다. 정보공동체에 대한 행정부 감시의
이슈는 정보공동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문제이다. 첫째, 대통령은 정보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명∙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조직 개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이 입법권과 유사한 행정명령을 통해
법률적으로 정보기관의 업무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 셋째, 행정부 외부에
별도의 조사∙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넷째, 직속기관 또는 행정
부 자체조직에 의한 통제가 있다. 이는 미국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자의 고유 임무수행과정에서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다섯째, 정보기관의

33) 한희원(2011), p.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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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내부통제로서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법규에 의거한 자체통제,
각 정보기관이 자체 윤리규정과 같은 내부 규정 제정, 내부 감사조직에 의
한 직무 통제 등을 통해 소속 구성원들을 감독 및 통제한다. 행정부 통제
에 대한 한계로는,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능력과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업
무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는 사실상 곤란하다. 또한, 대통령이 정보에 대해
자의적으로 인식하여 정보기관을 사유화시키거나 잘못된 형태로 유도할
경우 자체통제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34) 정보기관 자체 내
부 통제도 정보기관의 속성상 비밀주의로 인해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문제
가 되어 외부로 표출되기 이전에는 사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인일 경우 조직보호를 위해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입법부에 의한 통제방법이다. 첫째, 국회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
인 입법권을 통해 정보기구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정보활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또는 특별정보위원회를 구성하
여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셋째,
국회가 국가예산의 심의권을 활용하여 정보기관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
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국회가 정보활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야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함으로써 실효성이 낮다. 정보기관은 대체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은폐∙왜곡할 경우 확인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셋째, 사법부에 의한 통제방법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월권 또는 불법행
위는 민∙형사 책임 문제와 연결되어 사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입법
부에 의한 통제가 정책과 연결된 정치적 쟁점이라면 사법부에 의한 통제
는 법적 책임문제에 집중된 법적 쟁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법심사의 영

34) 위의 책, p.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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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형사법적 판단, 행정소송법에 의한 통제, 일반 민사구제를 통한 통
제, 탄원∙청원∙이의신청 등 준사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35) 그러나
정보기관의 활동에 사법부의 개입이 주로 사후적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적
인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 예방적 통제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활
동이 사건화 되어 법원에서 다루어지면 재판 절차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에
게 노출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억제하는 효과는 있
을 것이다.
넷째, 언론에 의한 통제방법이다. 언론은 정보기관의 권력남용을 폭로
하고 불법행위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조성, 정보기관을 통제하
고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6) 언론의 보도로 인해 정
보활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보다 쉽게 공론화될 수 있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37)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 정보기관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시정시킬 권한이 없으며, 단지 의회 또는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간접적인 역할에
국한된다.
다섯째,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에 의한 통제방법이다. 오늘날 많은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추진은 물론 정보기관의 정보활동도 감시하면서 정
보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정보기관에서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정책결
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이를 시민단체의 정보기구의 통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정보수집이 어렵고, 정보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만약 개

35) 위의 책, pp.714-715.
36) Holt(1995), pp.171-187.
37) 신유섭,“미국의 경험을 통해 본 민주정치제도에서의 바람직한 정보통제 방안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제32집 1호(2010),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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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시민단체가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
도 소송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하기 어렵다.38)

Ⅲ. 주요 국가별 정보기관 통제 제도 비교
1. 미 국
가. 행정부 통제
현재 미국의 정보공동체(IC: Intelligence Community)는 국가정보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수장으로 하여 16개 국가 및
부문 정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보장은 대통령에 대해 최고의
정보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감독 및 조정하
고 정보공동체의 정보예산을 편성한다.
첫째,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수반으로서 비교적 활발하게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정보기관을 통제하는데, 정보공동체 업무와 관련한 주요
대통령 명령은 다음과 같다. 1976년 2월 포드대통령 명령 제11905호에
의거 정보기구업무를 감독할 운영자문그룹(OAG: Operations Advisory
Group)을 창설하여 비밀공작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1978년 1월 카터 대통령 명령 제12036호에 의거 OAG를 특별조정위원회
(SCC: Special Coordination Committee)로 대체하여 법무부장관을 정
식멤버로 편입, 정보특별활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기능을 강화하였다.
1978년 12월에는 카터 대통령 명령 제12065를 통해 비밀분류프로그램 감
38) 위의 글,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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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구인 정보보안감독청(ISOO)를 창설하였고, 1981년 12월에는 레이건
대통령 명령 제12333호에 의거 미국 정보공동체와 CIA의 업무범위를 확
정하였다. 1995년 4월에는 클린턴 대통령 명령 제12985호를 통해 현재의
비밀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39)
둘째, 행정부 자체조직을 활용한 통제 방법이며, 관련기구는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 정보감독위원회(IOB), 관
리∙예산실(OMB),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감독위원회(PCLOB) 등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 관련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안보정책을 의결하고 통합, 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대통령정
보자문위원회(PIAB: President’
s Intelligence Advisory Board)는 정보
공동체의 활동목표와 운영, 해외정보활동의 적법성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독립기구이다.40) 또한,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16명의 위원 중 4명 내외로 소위원회인 정보감독위원회(IOB:
Intelligence Oversight Board)를 구성하여 정보공동체의 활동 중 헌법
과 법률, 행정 명령 및 대통령 지침의 준수 여부와 정보 활동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보기관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통해서 통제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보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감사한다.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감

39) 한희원(2011), pp.793-795; www.whitehouse.gov(검색일 : 2013.5.10).
40) 1956년 정보기관의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로 출발하여, 해외정보자문
위원회(PFIAB)로 개명하였다가 2008년 부시대통령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현재
자문위원은 외부 인사 16명으로 구성되며, 정보의 양과 질, 정보활동의 적절성, 각 정보
기관들의 조직, 구조, 관리 및 인력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piab (검색일 :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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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위원회(PCLOB: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정
보공동체의 업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
제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에게 자문한다.41)
한편, 정보기관 자체 내부통제의 수단으로 1989년 개정된「CIA법」
에
의해 CIA 내부에 독립적인 감찰관 직위가 신설되었다. 감찰관은 독립적
으로 CIA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조사와 검열을 실시해 CIA국장과 의회
특별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며, 직원에 대한 소환권과 조사권을 행사한다.42)
1999년도에 개정된「정보수권법(IAA: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을 통해 정보기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일반 직
원들이 감찰관을 통해 의회 특별정보위원회에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43)

나. 입법부 및 사법부 통제
미국 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입법권과 예산권을 근거로 하여 각종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44) 첫째, 미국은 입
법권에 의한 통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기관에 대
한 통제 입법의 변천은 <표 2>와 같이 다양하다.

41)「2004년의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RTPA)」
에 의해 신설된 백악관 내의 상설 법적 기
구로서, 대통령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 5명을 임명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상원에서
인준하며, 의회에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한희원(2011), pp.746-747; 미
국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TITLE
VIII Privacy and Civil Liberties. Sec. 801. Modification of Authorities Relating to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
42) 한희원(2011), p.244.
43) 위의 책, p.104.
44) 위의 책, p.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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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주요 통제 입법 변천
입법년도

관련 법

1947년

국가안보법
(NSA)

∙미국 국방체계, 대외정책, 정보
공동체 조직을 총체적으로 구축
∙국가안보위원회(NSA)와 CIA 창설

∙이후 후속법안
에 의해 수정

1967년

정보자유법
(FOIA)

∙정부 보관문서에 대한 일반인 접근권
보장

∙1974년 개정,
정보기관 보관
문서도 포함

1974년

휴-라이언
개정법

∙정보기구의 비밀공작에 대한 입법적
근거 제시
∙CIA 활동에 대해 사전, 사후,
정기 보고서 제출

∙
「해외정보감독
법」
개정

1978년

1980년

주요 내용

해외정보감독법 ∙미국내에서 외국세력에 대한 해외 정보
(FISA of 1978)
활동 지원에 대한 절차 규정

정보감독법
(IOA)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과 통제 수위
재조정(완화)
∙의회 통제기구로서 상원/하원 특별정보
위원회 운영

비고

∙2001년
「애국법」
에의거개정
∙2007년
「미국보호
법」
에의거개정
∙휴-라이언법
일부개정

1991년

1991년 회계연도 ∙비밀공작활동에 필요한 정보예산을
정보수권법(IAA)
매년 법으로 제정하는 예산안 승인

∙매회계연도마다
제정

2001년

애국법
∙테러행위 수사담당 법집행기구의
(USA Patriot Act)
국∙내외 권한 확대

∙2006년3월
4년간연장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IRTPA)

∙정보공동체 개혁 및 문화 개선
∙정보공동체 조직개편
* 국가정보국장, 국가대테러센터,
국토안보부 창설

2007년

미국보호법
(TPAA)

∙미국내 테러용의자에 대한 전자
감시 완화(1년 한시법)

2008년

2008년
∙국제테러 관련 국내를 기반한 해외정보
해외정보감독법
활동에 대한 절차 규정
(FISA
∙해외정보감독 특별법원
Amendmaent
(FISC,
‘화이자법원’
) 창설
Act of 2008)

∙2008년 해외정보
감독법에 포함
∙2012년12월
「FISA 재승인
법」
에의거
2017년2월31일
까지연장

* 출처: 한희원(2011), pp.764-791; www.loc.gov; http//congress.org(검색일 :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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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하원 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다. 의회는 정보기구의 감
독을 위해 1976년 상원특별정보위원회(SSCI: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1977년에는 하원상임특별정보위원회(HPSCI: 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를 설치하였다.45) 상원
특별정보위원회는 정보예산의 승인과 감독 및 조사, 청문활동을 하며, 하
원상임특별정보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예산 승인과 정보업무 감
독, 청문회를 실시한다.46)
셋째, 예산 및 결산안 심의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이다. 국가정보장
(DNI)이 각 정보기관의 예산을 종합하여 상∙하원특별정보위원회에 제출
하면, 정보예산 심사 후 정보예산평가보고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고 예
산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 회의에서 사업인가 및 예산 법규가 확
정되면 세출예산은 상∙하원 세출위원회와 국방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47)
넷째, 상∙하원특별정보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정보기관에 대해 자
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특정문제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들의

45) 미국의회는 특별정보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상∙하원 군사위, 세출위, 외교위에서
CIA 등 정보기관의 활동을 형식적으로 통제해왔으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이 노출되어 논란이 된 이후 1975~1976년 포드 대통령 및 의회가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및 예산통제를 위해
상∙하원의결안에 따라 특별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상원특별정보위원회는 다수당
출신 의원이 1명 많도록 13명~17명의 홀수로 구성되며, 임기는 연임을 전제로 8년이고,
하원상임특별정보위원회는 19명으로 정당 의석에 비례하여 위원수가 안분되며, 임기는
재선을 전제로 8년이다.
46) 한희원(2011), p.749.
47) 미국 의회의 예산절차는‘허가’
와‘세출승인’
의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허가는
특정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승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허가도 프로그램을 위
한 자금 지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원상임특별정보위원회와 상원특별정보위원회는 정
보예산의 주 허가자이다. 하원과 상원군사위원회가 국방관련 정보활동 프로그램들을
허가한다. 세출승인은 허가된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자금을 할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다. 하원과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한다.(Lowenthal(2012),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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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는 위원회를 통한 공식 서면요청과 개인명의 요청이 가능하며,
정보기관의 답변방법은 해당 의원과 협의 하에 서면 또는 구두 브리핑이
가능하다. 또한 CIA, FBI 등 정보기관의 장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상∙하원특별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도 조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책의 단점과 남용을 밝혀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48)
다섯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청문회(hearing)를 통해 정보기관 관
계자들이나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
견을 듣는다. 청문회는 주제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
는데, 정보의 특성상 대다수 두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
다.49) 의회가 요구하는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부
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50)
여섯째, 비밀공작에 대한 사전 통보이다. 정보기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해외세력이나 그 대리인 또는 해외세력과 연관된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물리적 수색과 전자감시 등 정보활동을 할 경우에는「해외정보감독법
(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한편,「정보감독법(IOA: Intelligence Oversight Act)」
에 의한 비밀공작
활동에 대해 상∙하원특별정보위원회만 보고하며, 의회에 통보시에는 비
밀공작을 포함한 정보기구 활동에 대해 계획 및 현재의 진행상황, 향후 예
은「휴-라이언
상되는 중요한 활동 모두를 통지해야 한다.51)「정보감독법」
52)
의 일부를 개정하여 의회의 감독
개정법(Hughes-Ryan Amendment)」

48) 위의 책, p.230.
49) 위의 책, p.227.
50) 한희원(2011), p.706.
51) 위의 책, pp.764-765.
52)「휴-라이언 개정법」
은 기존의「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을 수정한 것으
로, 정보기관이 의회에서 승인한 비밀공작활동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의회 관련 위원회
에 비밀공작에 대한 설명과 범위를 보고한 후 집행하도록 명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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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제의 수위를 완화한 법이다.
끝으로 사법부 통제는 해외정보감독특별법원(FISC: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화이자 법원)이 2008년「해외정보감
독법(FISA Amendmaent Act of 2008)」
에 의해 창설되어 해외세력을 대
상으로 한 정보∙수사기구의 정보활동 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연방대법
원장에 의해 임명된 임기 7년의 법관 11명으로 구성된다. 즉, 정보기관이
전자감시활동 시 원칙적으로‘화이자법원’
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영장
없는 전자감시 활동은 1주일 내에‘화이자법원’
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1주
일까지 할 수 있다.

2. 영 국
가. 행정부 통제
영국의 정보공동체는 국내보안기구인 보안부(SS: Security Service),
해외정보기구인 비밀정보부(SIS: Secret Intelligence Service), 정부통
신본부(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국방정
보참모부(DIS: Defence Intelligence Staff)와 합동테러분석센터(JTAC)
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수상은 정부 내의 모든 정보∙보안 관련 사무나 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외무, 내무, 국방장관은 해당
정보기관에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기
관을 통제한다.53) 이들 정보기관들은 통상 정보업무 관련사항은 합동정보

53) 김왕식,“영국보안부와 비밀정보부의 조직과 활동양상,”
『국가정보연구』
, 제4권 제1호,
2012,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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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JIC: Joint Intelligence Committee)54), 행정사항은 정보기관사
무차관위원회(PSIS: Permanent Secrearies’Committee), 보안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OCS: Official Committee on Security)의 통제를 받는
다.
수상실 합동정보위원회(JIC)는 정보공동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정보
기구들에 대하여 업무와 전략에 대한 지시와 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
요구와 우선순위에 따른 정확한 정보획득 여부 확인, 정보비 사용의 규정
에 따른 합리성과 신축성 심사, 월권행위 여부도 조사한다. 정보기관 사무
차관위원회(PSIS)는 정보기관의 총체적인 업무 및 예산문제를 관장하며,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예산안을 조정하여 수상∙내무장관∙외무장
관∙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각료위원회에 보고한다. 보안심사위원회
(OCS)는 컴퓨터에 의한 보안누설 방지, 신원조사 등 인원보안, 비밀분류
및 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부(SS)와 협조
하여 조사활동을 한다. 정보조정관(Inteligence Co-ordinator)은 내각사
무처장관의 정보기구 조정 지원 및 활동계획에 대해 자문을 하며, 매년 국
가정보요구를 주관하여 재검토하고 있다.「조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
에 의해 설치된 정보업
무감독관(Intelligenct Service Commissioner)은 정보기관들의 정보활
동과 관련된 각종 쟁점과 정보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하며, 통신감청감
독관(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Commissioner)은 정보기관의
통신감청과 관련한 업무심사와 감독을 한다.55) 국가정보기관의 자체 내부

54) 합동정보위원회는 3개 정보기관장(SS, SIS, GCHQ), 국방정보참모본부 부부장, 내무∙
외무∙국방차관, 정보조정관, 정보평가국장 등이 위원이며, 정기(주1회)∙수시회의를 개
최하며, 주간정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 및 내각에 배포하고 있다.
55)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www.iocco-uk.info;isc.intelligencecommissioners.com
(검색일 : 2013.5.15); 한희원(2011), pp.5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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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활동은 독립된 행정관의 감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밀정보부
의 경우 통신 차단 접속을 담당하는 행정관과 정보부 행정관을 두고 있는
데, 이들은 비밀정보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사∙작전∙문서 등에 대
해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56)

나. 입법부 및 사법부 통제
영국 의회도 입법권과 예산권을 정보기관의 주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으나 내각책임제로서 수상과 의회 간의 견제 관계가 미약하다. 정보
기관을 통제하는 입법 내용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영국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입법 변천
입법년도

관련 법

1989년

보안서비스법
(SSA 1989)

∙보안부(MI5, SS)의 설치 근거 입법
∙합동정보위원회(JIC)의 지시에 의해
업무 부여

∙1996년 개정,
역할 확대
* 조직범죄분야

1994년
12월

정보서비스법
(ISA 1994)

∙비밀정보부(MI6), 정부통신본부
(GCHQ)의 설치 근거 입법
∙의회정보∙보안위원회(ISC)의 임무 규정

∙영국정보공동체
에 대한 통일적
법률
∙ISC 관련 규정은
「JSA 2013」
에
의거 일부 개정

2000년
7월

조사권한
규제법
(RIPA)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전자 감시활동
의 업무 준거법
∙동법 관련 쟁점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감독관, 특별법원 창설

∙
「JSA 2013」
에
의거 재판에서
감청자료 공개와
관련된 절차 보완

재판∙보안법
(JSA 2013)

∙1994년 설치된 정보보안위원회(ISC)를
새롭게 대체
* 대상 정보기관 확대(보안부,SS)
추가, 감독 권한 제시
∙재판에서 기밀사항 공개 방지를 위한
절차 명시

∙2013년4월25일
여왕이재가

2013년
4월

주요 내용

비고

* 출처: 한희원(2011), pp.529-533; 김왕식(2012), pp.130-132; www.gov.uk/government;
www.parliament.uk(검색일 : 2013.5.15).

56) 김왕식(2012),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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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는 정보기관의 업무를 다루는 법안으로 1989년에 국내 방첩
보안기관인 보안부의 임무를 규정한「보안서비스법(SSA: Security
Service Act)」
을, 1994년에는 외무부 산하 해외정보부와 국정홍보처 임
무를 규정한「정보서비스법(ISA: Intelligence Service Act 1994)」을 제
정하여 의회 차원의 정보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2000년대에는 정보
활동 과정에서 시민 우편개봉∙전화도청을 금지하고, 감시 및 감독권을
부여한「조사권한규제법(RIPA)」
을 마련했다. 2013년 4월 25일 여왕이 재
가한「재판∙보안법(JSA: Justice and Security Act 2013)」
은 1994년 제
정된「정보서비스법」
에 의해 하원에 설치된 정보∙보안위원회(ISC: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57)의 통제 대상 정보기관, 기능,
활동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밀자료와 관련된 재판 절차
등을 포함하였다.58)
둘째, 정보∙보안위원회(ISC)에 의한 통제이다. 정보∙보안위원회는「정
보서비스법(ISA)」
에 의거하여 하원에 설치하였으며, 보안부(M15), 비밀
정보부(M16), 정부통신본부(GCHQ)의 예산, 행정, 정보활동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보∙보안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정보
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며, 위원들이 직접 정보기관을
방문하여 책임자 및 관계자를 면담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예산∙행정
분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7) 정보∙보안위원회는 수상이 임명한 상∙하원 의원 9명으로 구성되며, 정보기관의 활동
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상에게 보고하고, 수상을 통해
상∙하원에 제출한다.(김왕식,2012, p.131; 김윤덕, 2006, p.312)
58) 영국 의회가 JSA 2003을 제정하여 정보∙보안위원회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된 배경
은 기존의「정보서비스법」
과「조사권한규제법」
이 제정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정보업무감독관(Intelligenct Service Commissioner)과 통신감청감독관(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Commissioner)의 감시 시스템에 갭(gap)이 생겼으며, 미래의 변화
에 대해 충분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Parliament. uk, Justice and Security Act 2013, Explanatory Notes,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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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한 재정적 통제도 이루어진다. 정보기관의
모든 예산은 단일정보회계(Single Intelligence Account)에서 지출되므
로 다른 정보부서의 예산사용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아 투명성이 유지된
다.59)
끝으로 사법부 통제는 조사권한 특별법원(IPT: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이
「조사권한규제법(RIPA)」
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통신불법 감
청에 대한 일반인의 불만과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60)

3. 독 일
가. 행정부 통제
독일의 정보기구는 크게 헌법보호청(BFV), 연방정보국(BND), 군보안
부(MAD), 연방정보보호청(BSI)의 4대 기구가 있다. 헌법보호청은 연방
헌법보호청(BfV)과 주 헌법보호청(LfV)으로 구분한다. 독일 정보기구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며 연방정보국의 경우는 연방수상실, 헌법보호청은
내무장관, 군 보안부는 국방장관 관할하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연방수상
실 차관이 정보업무를 총괄하며, 연방정보국, 헌법보호청, 군보안부 간의
62)
는정
업무를 조정한다.61) 연방수상실 차관이 위원장인‘정보조정위원회’

59) 김왕식(2012), pp.130-132.
60) 한희원(2011), p.533; 김왕식(2012), p.131.
61) 연방수상실 차관은 정보기관 간 업무조정을 위해‘연방정보기관 등에 대해 업무방법, 정
보,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정보요구권, 정보기관 관련 법률 및 규정 제정 업무 참
여권, 정보기관장 등과의 면담 및 토의권’등을 갖고 있다.
62) 내무차관, 국방차관, BND국장, BfV청장, MAD부장 등이 참여하며,「정보보안업무조정
통제규정」
에 의거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 통제한다. 민진규(2010), pp.3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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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관간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한다.
독일 정보기관들은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 연방정보국은 연
방수상실장관에게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활동 결과 취득한 정보
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독일 정보기관들은 연
방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며, 연방개인정보담당관실로부터 개
인비밀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통제를 받는다.63) 한편, 2009년 7월
29일 개정된「연방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에의
거 정보기관의 구성원들의 진정(Eingaben)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내부고
발을 활성화하였다.64)

나. 입법부 통제
독일의 정보기관 통제는 수상실∙국방∙내무장관을 경유토록 하여 의
회와 상급기관이 2중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독일 의회의 정보 통제 방법
은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조사 및 보고, 청문회 개최, 우편검열 및 대내통
신 감청에 대한 허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의회는 <표 4>와
같이 입법권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63) 염돈재,“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와 운영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행정논총』
, 제41권
제1호(2003), p.175.
64) 제8조에는“정보기관의 구성원에게는 본인 혹은 이 기관의 다른 구성원의 이해와 관련
이 없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회통제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진정은 동시에 직무분야의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의회
통제위원회는 이 진정을 연방정부에 전달한다.”
고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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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일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주요 통제입법 변천
입법년도
1978년
4월

1990년
12월

1999년
7월

관련 법

주요 내용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기구 구성
연방정보 활동에
∙의회통제위원회(PKK), 기본법제10조
대한 의회통제에
위원회(G-10위원회), 특별예산
관한법(PKK)
위원회 등 3개위원회 구성
자료처리 및
자료보호법

비고
∙1999년 PKG법
으로 개정

∙3개정보기관(BND,BFV,MAD) 설치근
거 입법
∙정보기관의 업무절차 명시

의회위원회에 관
∙의회통제위원회를
‘PKG’
로 변경
한 규정의 변경
∙2001년 6월 개정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전반적 업무 관할 ∙2009년 7월 개정
에 관한 법률
* 임무도 PKK업무와 G-10위원회 관장
(PKG)

* 출처 : http://www.gesetze-im-internet.de/pkgrg(검색일 : 2013.5.18); 염돈재(2003), pp.172174;
이계수,“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 제24호, 2003,
pp.253-258.

둘째, 연방하원에 설치된 정보기관 통제 위원회에 의한 통제이다.65) 연
방의회는 정보기관 통제를 위해 의회통제위원회(PKG)∙기본법 제10조위
원회(G-10 Board)∙특별예산위원회(SBG) 등 3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다. 의회통제위원회(PKG: Parlamentarisches Kontroll Gremium)는
연방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독일 기본법(헌법) 제45d조66)를
근거로 제정된「연방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에

65) 연방의회의 통제는 1978년 4월「연방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Parlamentarische Kontrollkommssion: PKK)」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내무위원회,
예산위원회를 통한 간접통제이었으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의회의 정보기관
활동 통제 강화 여론에 따라 1973년 4월 PKK법이 제정된 이후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접통제를 시작하였다. 1999년 PKK의 명칭을 PKG로 변경하고 PKG에서 기본법 10
조위원회의 기능을 관장토록 했다.
66) 기본법 제45d조,“연방의회는 연방정보기관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세한 것
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
(http://www.bundestag.de/bundestag/gremien/pkgr/index.jsp, 검색일: 20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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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통제위원회(PKG)는 연방헌법보호
청(BfV), 군보안부(MAD), 연방정보국(BND)에 대해 통제한다. 연방정부
는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해 정보기구의 직무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 통제목적 수행과 관련된 문서 제출 및 출입요구 시 응해야 한다. 의회
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보고 청취 후 통제업무수행을 위한 개별적 사례
에 대한 조사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회통제위원회는 매 의회 임
기중간 및 종료시 연방의회에 통제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연방
정부가 위원회에 대해 보고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해야 한다.
셋째,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관련 통제이다.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심의
는「연방예산법」
과「PGR법」
에 의거 특별예산위원회(SBG)에서 예산결산
위원회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의회통제위원회에서도 참여한다. 특별
예산위원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제출된 정보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
한 후 총액만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토론이나 수정 없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심의시 의회통제위원회
위원장 및 선임된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정보
기관의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내역을 의회통제위원회에 제출하면 양 위원
회에서 공동 심의를 한다.
넷째, 전자감시 및 우편검열 등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사전허가를 통한
통제이다. 기본법 제10조위원회(G-10 Board)는「기본법」
제10조(통신비
밀자유제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통신기밀의 자유’
가 정보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권
행사를 사전허가하고, 그 행사결과를 정보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보고
받는다. 기본법 10조위원회에서는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을 위한 허가업
무를 담당할 소위원회 형태의 기본법 10조 심의회(G-10 Commission)를
설치하여 위임 시행하고 있다. 기본법 10조 심의회에서는 각 당의 추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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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명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화감청 및 우편검열을 매 건별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외국과의 통신감청은 연방정보국
(BND)에서 포괄적으로 허가67)를 받아 모든 통신에 대해 감청활동을 하고
있다.68)

4. 한 국
가. 행정부 통제
우리의 경우도 행정부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의 직접통제와 행정부 관련
부서를 통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을 통한
조직개편권 및 인사권이다. 정보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은 국가정보원 등이
창설이후 지금까지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직과 기능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
졌다. 또한「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1104호, 2011.11.22) 에 의거 국가정
보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 및 기획조정
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둘째, 행정부의 관련기
관을 통한 통제이다. 행정부에 의한 제도적 통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국가안전
보장회의는「국가안전보장회의법」제10조에 의거 정보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 받음으로써 정보기관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정보원의 정보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한 통제이다. 현재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14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예산
67) 모든 감청과 우편검열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3개월 단위가 원칙이나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시 감청이나 우편검열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무장관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가능하며, 그 사실을 1개월마다 개최되는 기본법 제10조 위원회에 보고
하여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68) 염돈재(2003),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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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사는 각 정보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내 감
사기구의 감사를 받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장 책임 하에 정보활동과 회계
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정보기관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따
라서 외부로부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자체 내부통제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법규의 적용
과 내부 실천강령 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의 경우 별도의 특례법인「국가정보원직원법」(법률 제11042호,
2011.9.15)과 함께「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112호,
2012.9.21)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
지, 제11조 직권남용 금지 등이 명시되어 여타 공무원보다 엄격한 복무 통
제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다.
또한, 내부적으로「직원윤리헌장」
을 제정하여 실천강령을 행동지표로 삼
고 있다. 한편, 정보기관 구성원들의 내부고발제도는「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2호, 2009.2.3)69)에 의
거하여 일반 공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입법부 및 사법부 통제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는 입법권 행사, 정보위원회 운영,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 보고의무의 부과, 공청회, 청문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 등이 있다. 주요 통제수단은 입법권 행사, 정보위원회 설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분야이다.

69)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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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법권 행사를 통해 1994년「국회법」
을 개정하여 정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1994년「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을 개정하여 정치관여
금지 대상 확대, 직권남용 금지조항 신설 등 강력한 법률적 통제를 진행하
였다. 둘째, 정보위원회는「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정보공동체 업무를 심
의, 조사,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보위원회의 활동은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소극적이며, 위원회가 개회하더라도 대부분 정보기관으
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일방통행식 간담회 수준으로 진행70)되고 있다.
셋째, 예산의 심의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요구는「국회법」
제12조에 의거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구분, 총액으로 하며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정보위원회의 정보기관 통제에는 정보위원
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제54조와「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거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
되고 있으며, 상설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어 정보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국회법」
제52조 2에 정보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아 국회법, 국가정보
원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제가 제한되고 있다.
끝으로 사법부통제를 살펴보면,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중에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범위는 넓지 않으나 정보기관에 대한 소송사건이나 통신감청과
관련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정보기관이 통신
감청시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사법
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통신비밀보호법」
은 주로 국내
범죄 수사 관련 감청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기관에 의
해 국내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감청 활동에 대한 규제는 충분
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71)
70) 이계수(2003), p.267.
71) 신유섭(2010),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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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운용 비교 및 시사점
가. 제도 운용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통제제도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수상)의 정보통제 제도와 관련한 비교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행정부의 정보기관 주요 통제방법 비교72)
통제 방법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조직, 인사권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대통령 직속기구/
높은 수준(NSA)
상위 행정청 통제

높은 수준
(JIC, PSIS)

높은 수준
낮은 수준(NSA)
(정보조정위 등) * 대통령,직접통제

외부 독립
감독기관 운영

높은 수준(PIAB)

높은 수준(ISC)

낮은 수준

낮은 수준
* 국정원 감사단

정보기관
내부통제

높은 수준
(독립감찰관,
내부고발자 보호)

높은 수준
(독립 행정관)

보통 수준
(내부고발제도)

보통 수준

미국 대통령의 경우 행정명령을 통한 정보기관 통제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한 통제는 비
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통령훈령을 통한 정보기관 통제는

72) 행정부와 입법부의 비교 평가 기준은‘① 높은 수준 :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법규가 제정
되었으며, 적시 적절하게 운용되는 경우, ② 보통 수준 : 관련법규 제정 및 제도 운용이
중간수준이거나, 관련법규의 수준(실효성 등)은 적절하나 운용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경우
또는 관련법규의 수준은 다소 낮으나 제도적 기반하에서 비교적 원할하게 운용되는 경
우, ③ 낮은 수준 : 관련법규가 없거나 내용상 불비(不備)하며,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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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기관
간에 정보의 공유와 조정은 물론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
기관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
고 예산에 대한 조정∙통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통합적인 정보생산과 정
보교류의 횡적연계 기능이 미약하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외부의 독
립적인 감독기구를 편성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수상실과 상급 행정
청에서 중복 감독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기관별 자체 감찰활동을
하고 있으나, 위법행위자 처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선
진국의 경우 정보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
다. 우리는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회계감사를 수
행하고 있어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입법부의 정보기관 통제 제도 비교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입법부의 정보기관 통제 제도 비교
통제 방법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입법권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정보기관
통제기구/활동

높은 수준
(상∙하원
특별정보위원회)

높은 수준
(ISC)

높은 수준
(PKG, G-10Board,
SBG)

보통 수준
(정보위원회)

예산/결산 심의

세부적 심사

세부적 심사

세부적 심사

주요 사업 중심
총액 심사

조사/보고

상세 보고

상세 보고

의회 요구
중심 보고

중요사항
개략 보고

비밀공작
사전 통보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연구 ▷▷심재정 207

선진국 의회의 경우 정보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면
서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기관 통제와 관련하여 의
회와 정보기관 간 갈등도 크지 않다. 의회의 통제는 크게 입법권에 의한
통제와 의회 정보위원회 운영을 통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의회의 입법
권에 의한 통제 메커니즘 면에서 미국의 경우 정보실패 및 정보스캔들이
발생하면 의회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과 아울러 정보기
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 또는 보완하였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도
당시 안보환경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정보기관 통제 입법권을 발동하였
다. 우리의 경우는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
한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가정보원법 등에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한
하는 규정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으나, 미국 등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
다. 또한, 의회 정보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보기관 통제 방법이다. 의회가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의회 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정보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는 각국이 대체로 유사하나 운영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정보기관 관련업무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진데다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보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가운데 당파적 이익에 따라 정략적으
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 자료도 매우 제한
적이어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사법부 통제 면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정보기관의 전자감시활동을
통제할 별도의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최근 법 제정을
통해 기밀자료에 대한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우리의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 비밀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심사하거나 국가기밀과 관련
한 소송을 담당할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다. 즉, 정보기관의 활동을 적절
히 통제할 사법부의 역할이 법규 상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8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나. 시사점
지금까지 정보기관 통제와 관련된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이
다. 외국의 경우 급변하는 정보 및 안보환경에 정보기관이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가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지
만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의식하여
정보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대체로 소극적이다. 따라서 국
회의 입법활동이나 대통령의 행정명령(훈령)권 발동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통제방법은 외국에 비해 우리는 국가정보기관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통제 이외에는 통제대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행
정부에 속한 정보기관의 일차적 통제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통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 내에 독립적 지위의
감찰관을 운영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원들의 내부고발을 보장함으
로서 적절한 자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통제방법도 외국
에 비해 우리의 경우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보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통신∙전자감시를 통한 비밀공작활동을 효과
적으로 통제하고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사건발생시 국가기
밀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부 내 또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전담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Ⅳ. 개선 방향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기관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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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적시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
각이 있는 반면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 국민들의 인권을 침
해하거나 월권,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
들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메커니즘은
‘정보기관의 활동여건은 최대한 보장하되, 외부통제는 강화’
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의 개
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부의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첫째,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 통제 기구의 설치이다. 대통령이 정보기
관을 직접 통제하는데 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기관 통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
을 보강하는 방안, 미국처럼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영국처럼
통합정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관
의 통제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정보기관을 불신하거나 정보활동을 위축시
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대
통령이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보장한다는 의지를 과시하
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
려는 것이다.
둘째, 정보기관 감사단(관)의 독립적인 지위 부여 방안이다. 현행 국가
정보원의 감사단 운영 시스템은 국가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면
이 있고, 국가정보원에서도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대외로부터 감사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독립적 기구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국가정보원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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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객관성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관
구성도 각 정보기관∙감사원∙국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적격자로 임
명하는 방안이 있다. 단, 감사관들이 특정 기관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엄격한 직무윤리와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기관의 자체 통제 강화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대
부분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해 온 과거의 관행과 더불어 일부
구성원들의 월권이나 타성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조
직차원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사전통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기
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는 정보기관 구성원들의 준법의식과 조직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정보기관의 자체 통제메커니즘이 가장 바람
직한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가정보요원들의 정보전문
직업주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분야가 미래 정보환경에 적합한가를 진단하고 분야의 재조직
과 전문화 교육, 외부 전문가 영입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요원 각자가 정보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
고 공직 및 직무윤리를 준수하도록 내부 규정 강화를 비롯하여 근무여건
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기관의 불
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의 보완이다.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는 여타 정
부부처의 불법행위와 달리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발의 창구를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국회정보위원회 또는 독
립 감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발된 내용이 정치적으
로 악용되거나 사실조사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과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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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미래 안보 및 정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부문정보기관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을 개정하거나,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행「국가정보원법」
은 1980년대
제정된 이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정치개입 및 권력남용 금지에 초점이
맞춤으로써 변화되는 안보 및 정보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
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활동보장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정치개입 및 권
력남용 등의 우려를 최소화 하고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대책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활동 강화
첫째, 국회의 예∙결산 심사 활동의 강화이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예∙결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예산 심사의 예
외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
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가 바
람직하나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밀성도 보장해야
하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
의를 위한 자료 제출시 정보위원장(간사)와 협의하여 세부내용의 포함 범
위를 확대하는 대신 열람 가능 대상자를 제한하고 임의 누설시 처벌을 강
화하도록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보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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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운영상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므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정보위원회 운
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정
보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정보 통제를 해야 한다. 운영규칙
제정 시 정보위원 교체 절차 및 정보기관의 정보요구 거부 조건을 강화하
고, 정보공개 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회 산하
에 상설 소위원회73) 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소위원회를 통
해 전문성을 갖고 정보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강화하여 소속의원들의
정보기관 통제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법부에 비밀정보활동 관련 전담 특별법원 설치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기밀 관련 전담 법원 또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행중인 사법부의 재판 및 통신제한조치 사전승인 과정
에서 국가기밀이나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에 대한 인지 범위가 확대될 우려
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법원을 설치하여 국
가기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거나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합법성
판단과 적절한 규제 임무를 부여하고, 영국처럼 국가기밀과 관련된 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입법화 한다면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법관들도 전문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73)「국회법」
제43조에 의거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상임위원
회별로 3개씩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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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정보기관 통제는 정보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연의 임
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며, 정보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선진국과 우리의 정보기관 통제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
우 우리보다 대통령의 통제가 별도의 통합된 위원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
통합과 조정이 적절하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통
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었다. 국회의 정보통제도 정보위원회를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보기관을 통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
도 활발한 편이었다. 사법부의 통제도 별도의 특별법원 운영 등 우리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회에 의한 통제가 가장 적합하다. 행정부와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정보위원회 활동
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보통제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
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정보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감시 및 통제의 요
구도 증대될 것이다. 정보기관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통제에 대해 부정적으
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운용의 기회
로 인식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원을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환경에 부합된 역할 재정립
및 자체역량 강화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대
통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 직속의
통제기구를 구성하거나, 정보기관 감사단의 독립적 지위 부여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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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국회의 통제는 정보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의 정보기관 통제가 용이하도록 특별법원을 운
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보기관 차원에서는 내부 감독기능을 강
화하고, 감찰 기능과 행동강령 등을 새로운 정보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노
력도 필요하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은 미래 정보환경에 대비하여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로부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자체진단을 통해
필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는 과감히 관련
기관에 기능을 분배하는‘선택과 집중’
의 노력도 필요하다. 조직원 차원
에서도 개혁이 조직의 위축이 아닌 미래에 대비한 체질개선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전문성 함양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발전과 통제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단하
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정보기관의 활동 여건을 심층 진단하고 발전전략
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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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trol over Intelligence
Agencies in Changed Society
JaeJeong Shim (SeoKyeong University)

Today’
s modernization, information and openness are
creating a new information environment, which in turn is
now affecting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activities and
their status. Some are continuously raising issues of the
intelligence agencies’political neutrality and transparency
and also requiring for stricter overseeing their work. Such
changes in an information environment necessitate a new
perspective and mechanism on control over intelligence
agencies. In particular, intelligence control mechanism can be
divided into two areas: First is external control by the
administration,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in addition
to the media, civic groups and citizens; second is internal
control by intelligence agencies themselves.
Differences from now driven b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s and roles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will be different. That is, as the
times are changing, much emphasis will be put on
differentiati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which ar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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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agencies’transparency and legitimacy will be
more valued. Therefore, external control over the agencies
will be strengthened. Third, political neutrality will be
evaluated based upon much stricter criteria. Thus, chances
are high that conventional practices done by intelligence
agencies so far without any problems can now develop into
political issues, and also their inherent businesses can be
limited. Fourth, information conflicts will be on the rise due
to the public’
s increasing requirements for hav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Accordingly, in order to prepare for numerous changes in
national security and information environment,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make efforts as follows. First, the agencies
should not only expand their new functions and roles but also
more strictly monitor themselves for further heightened
transparency. To this end, the legislature should strengthen
its legislation to ensure intelligence agencies’activities and
try to operate the intelligence committee actively. Second, the
administration should reinforce its internal control. Setting a
presidential intelligence control organization and organizing
an independent inspection group can be considered. Also, the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improve their legal system for a
better internal control. For instance, employers’illegal
activities should be prohibited, and also various measures
should be devised in order for employers to have a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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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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